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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S 액세스 2007 실전모의고사

[문제 01]
1. [거래처 테이블]의 [ID], [거래시작일] 및 [거래완료일] 
필드를 기본 키 필드로 설정하시오.

2. 255자 이상의 문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[위치] 필드의 
데이터를 수정하시오.

[문제 02]
1. [거래처 테이블]의 [위치] 필드 바로 아래에 이름이 
“담당자”인 텍스트 필드를 추가하시오. 테이블을 저장하
고 닫으시오.

2. “작업”이라는 이름의 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오. 
(단, 나머지는 기본설정을 적용할 것)

[문제 03]
1. [거래처 테이블]에서 [대륙 ID]가 ‘3’인 레코드만 
표시하시오.

2. 테이블을 서식 및 레이아웃과 함께 97-2003 Excel 
파일로 내보내시오.

[문제 04]
1. [거래처 테이블]에 여러 레코드를 표시하는 “거래
처”라는 폼을 만드시오. (이 폼은 한 행에 하나의 레코드
를 갖는 데이터시트이다.) 폼을 저장하고 닫으시오.

2. 데이터베이스를 압축하시오.

[문제 05]
1. [거래처 보고서]의 바닥글에 [종업원수] 필드의 값을 
합산하는 “총 종업원수 :”라는 이름의 계산된 컨트롤을 
추가하시오. 보고서를 저장하고 닫으시오.

2. [거래처 테이블]의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[상품 테이
블]에서는 관련된 레코드가 없도록 [상품별거래처 쿼리]를 
수정하시오.

[문제 06]
[상품 테이블]의 [상품] 필드 바로 아래에 “브로셔”라는 
첨부파일 필드를 추가하시오. 테이블은 저장하고 닫으시오.

[문제 07]
여러 값을 허용하도록 [거래처 테이블]의 [주거래은행] 필
드를 수정하시오. 테이블은 저장하고 닫으시오.

[문제 08]
[직원들 테이블]에서 분할 폼을 만드시오. (단, 나머지는 
기본설정을 적용할 것)

[문제 09]
1. 쿼리마법사를 사용하여, [제품금액 쿼리]를 기반으로 한 
크로스탭 쿼리를 만드시오. 이 쿼리에서 [제품분류]는 행으
로 [검수]는 열로 지정하고 판매량 합계를 구하시오. 쿼리
를 닫으시오.

2.  데이터 베이스를 분할하고 새로운 백엔드 파일이름을 
“파셔”로 저장하시오.

[문제 10]
[남미정상 쿼리]에서 [높이] 필드에 30%를 곱하는 “제
한율” 이라는 이름의 계산필드를 추가하시오. 쿼리를 저
장하고 닫으시오.

[문제 11]
1. 레이아웃을 유지한 채로 [거래처 테이블]을 엑셀 파일
로 저장하고 내보내기 작업을 저장하시오. (단, 나머지는 
기본설정을 적용할 것)

2. [거래처 테이블]에 있는 레코드를 1부터 3까지만 인쇄
하시오.

[문제 12]
빈 문자열을 허용하도록 [정상 테이블]의 [정상] 필드를 
설정하시오. 테이블을 저장하고 닫으시오.

[문제 13]
1. [태평양항구 쿼리]의 [정박요금] 필드 표시 이름을 
“요금”으로 변경하시오. 쿼리를 저장하고 닫으시오. (단, 
나머지는 기본설정을 적용할 것)

2. 테이블이 열릴 때 적용되도록 [항구 테이블]에 필터를 
설정하시오. 테이블을 저장하고 닫으시오.

[문제 14]
[고객들 테이블]에서 [포인트점수]열의 합을 구하는 행을 
추가하시오.

[문제 15]
[고객통화 쿼리]를 사용하여 열 필드로 제목, 행 필드로 
고객을 표시하고 통화날짜 데이터를 합산하는 피벗 테이블 
폼을 만들어 저장하고 닫으시오. (단, 나머지는 기본설정을 
적용할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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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제 16]
“고객관리2”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만드시오.

[문제 17] (문제를 열 때 단독열기로 여시오.)
암호 “green79s”를 사용하여 데이베이스를 암호화 하
시오. 

[문제 18]
1. [대양 테이블]에서 [마지막차트] 필드의 모든 2002를 
2007로 바꾸시오. 

2. [피벗 차트] 뷰를 만드시오. 여기서 직함은 항목 필드
이고 면적은 데이터 필드임. (단, 나머지는 기본설정을 적
용할 것)

[문제 19]
1. 쿼리마법사를 사용하여 “복사본”이라는 쿼리를 만드
시오. 이 쿼리는 [대양 테이블]의 모든 필드를 포함하며 
중복 직함 값과 함께 레코드를 표시하시오.

2. [내 문서] 폴더에 있는 [고객들]이라는 XML 파일을 
가져오시오. (단, 나머지는 기본설정을 적용할 것)

[문제 20]
[제품현황 테이블]에 “모두”라는 테이블 설명을 추가하
시오.

[문제21]
1. [제품현황 폼]에서 [제품명] 필드 값이 ‘실크벽지’ 
인 레코드만 표시하시오.

2. [코드번호]를 기준으로 [제품현황 폼]을 오름차순으로 
정렬하시오.

[문제22]
[제품납품 폼]의 [제품 분류] 필드에 음료 값은 짙은 빨강
색(왼쪽 끝 맨 아래) 글꼴 색상으로 표시하고, 조미료 값
은 갈색(오른쪽 끝 맨 위) 글꼴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서식
을 적용하시오.

[문제 23]
[납품 쿼리]에서 [제품납품 테이블]을 제거하시오.

[문제 24]
1.  [제품현황 테이블]에서 [ID]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
시오.

2. 최대 문자 수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[비고] 필드 
크기를 늘리시오.

[문제 25]
1.  [납품내역] 및 [제품납품] 테이블 사이에 참조 무결성
을 적용하고 닫으시오.

2. [내 문서] 폴더에 있는 [세계기업순위]라는 Excel 파일
로 연결되는 링크를 만드시오. (단, 나머지는 기본설정을 
적용할 것)

[문제 26]
데이터베이스 관계를 인쇄하시오. (단, 나머지는 기본설정
을 적용할 것)

[문제 27]
1.  [제품현황 테이블]의 가장 적합한 필드에 블리언 데이
터 형식을 적용하시오. 테이블을 저장하고 닫으시오.

2. [문제점] 이라는 서식 파일을 사용하여 “트랙”이라
는 테이블을 만드시오. (단, 나머지는 기본설정을 적용할 
것)

[문제 28]
[제품납품2 테이블]의 마지막 레코드로 직접 이동하시오. 
(레코드를 선택한 채로 남겨두시오.)

[문제 29]
모든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문서화하는 보고서를 인쇄합니
다.
(단, 나머지는 기본설정을 적용할 것)

[문제 30]
[프로젝트]라는 로컬 서식파일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베이스
를 만드시오. (단, 나머지는 기본설정을 적용할 것)


